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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록 배아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는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이 제 기능을 다 하지 

못할 때 치료적 목적으로 주사하여 환자의 심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쓰인다. 

배아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는 페이스메이커 활동을 보이면서 막전압 

고정상태에서도 주기적인 일과성 내향전류를 보이는 특징을 갖고 있다. 본 연구는 

기존에 발표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어떻게 

하여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나타나는지 그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. 세포내 모든 

이온을 고정하였을 때 모델 세포는 여전히 페이스메이커 활동을 보였다. 근장그물내 

칼슘 이온을 고정하였을 때도 모델 세포는 페이스메이커 활동을 보였다. 그러나 

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였을 때는 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사라졌는데, 

여기서 L-type Ca2+ 전류의 칼슘 의존성 비활성화 기전을 제거하자 페이스메이커 

활동이 지속되었다. 또한 Na-Ca 교환전류와 L-type Ca2+ 전류만으로는 

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보이지 않았으나 L-type Ca2+ 전류의 크기를 3 배로 

증가시키자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다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. 따라서, 배아줄기세포 

유래 심근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은 Na-Ca 교환전류와 L-type Ca2+ 전류의 

역할이 매우 중요하며, Na-Ca 교환전류는 L-type Ca2+ 전류가 비활성화되지 않도록 

칼슘 이온의 농도를 조절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. 

 

서론 

배아줄기세포에서 유래된 심근세포 

(embryonic stem cell-derived cardiomyocytes)

는 심근경색 등으로 심장의 펌프 기능이 더 이상 

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치료적 목적으로 

외부에서 주입하여 심기능을 정상에 가까운 수준

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

[1, 2].  

심장에 주입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는 

각기 동방결절 타입, 심방근 타입, 심실근 타입으

로 분화된다. 흥미롭게도 이들 중 일부는 막전압 

고정법 (patch clamp technique)을 이용하여 막

전압을 -20 mV에 고정한 채로 놓아두면 주기적

으로 일과성 내향전류가 발생하는 것이 관찰된다

[3]. 이는 이미 분화된 심근세포에서는 매우 특수

한 조건[4]이 아니고서는 관찰되지 않는 현상으

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. 

미분화 심근세포와 성숙한 심근세포가 이러한 

차이를 보이는 이유로서는 칼슘 이온을 동원하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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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[5]. 미분

화 심근세포의 경우 주로 세포막을 통한 칼슘 이

온의 유입과 inositol trisphosphate에 의해 매개

되는 칼슘 방출 (IP3-induced Ca2+-release)을 주

된 동원기전으로 삼는 반면, 성숙한 심근세포의 

경우에는 잘 발달된 T-tubule (transverst-tubule)

의 리아노딘 수용체 매개 칼슘 방출 (ryanodine 

receptor-mediated Ca2+ release)과 L-type Ca2+ 

channel의 coupling을 주된 동원기전으로 삼고 

있다. 

막전압 고정법에서 기록된 배아줄기세포 유래 

심근세포의 주기적 일과성 내향전류는 KB-R7943

에 의해 사라졌으므로 Na-Ca 교환전류에 의한 것

으로 보인다[3].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

구에 의하면 아직 분화가 덜 된 배아줄기세포 유

래 심근세포는 L-type Ca2+ channel과 Na-Ca 교

환기가 T-tubule 이외의 부위에 여전히 분포하는

데 바로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막전압이 고정된 

상태에서도 주기적인 근장그물의 칼슘 오실레이

션이 발생하고 이것이 Na-Ca 교환전류를 발생시

켜 결과적으로 주기적 일과성 내향전류가 나타나

는 것이다[3]. 

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배

아줄기세포 유래 심근세포가 어떤 기전으로 페이

스메이커 활동을 보이는지 그 기전을 제시하고자 

하였다. 

이론 및 계산방법 

연구에 이용한 모델 세포의 구조를 Figure 1에 

도식적으로 나타냈다. 모델의 기본 구조는 M&L 

모델[6]을 선택하였고 막전압 고정상태에서 발생

하는 주기적 일과성 내향전류를 재현하기 위하여 

L-type Ca2+ channel과 Na-Ca exchanger의 분포

를 세포막 아래 공간과 세포질 공간으로 나누어 

배치하였다. 그 외 모델에 이용한 모든 상세한 수

식은 Choi 등 [3]의 논문을 그대로 따랐다.  

결과에서 보여준 모든 막전압과 이온전류는 막

전류 고정 기법을 시뮬레이션 하여 얻은 것이다. 

  

 
Figure 1. 모델 세포의 구조. Casub는 세포막 아

래 공간의 칼슘 이온 농도(mM unit)를, Cai는 

세포질 공간의 칼슘 이온 농도(mM unit)를 가

리킨다. SERCA(sarcoendoplasmic reticulum 

Ca2+-pump)는 근장그물 막에 존재하는 칼슘 

통로를 가리키고, RyR은 리아노딘 수용체

(ryanodine receptor)를 가리킨다.  

 

결과 및 논의 

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 내향전류 

(repetitive transient inward current)와 페이스메

이커 활동 (pacemaker activity)의 관계를 확인하

기 위하여 동물실험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

조건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.  

우선 근장그물 (sarcoplasmic reticulum)의 칼

슘 오실레이션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세포내 

모든 이온을 초기값에서 변하지 않게 고정한 조

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2). 

  

 
Figure 2. 세포내 모든 이온을 고정한 조건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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얻은 막전압과 Na-Ca 교환 전류. 

 

세포내 이온 농도를 모두 고정함에 따라 Na-

Ca 교환전류는 더 이상 농도 변화에 의한 주기적 

변화를 보일 수는 없었으나, 여전히 작은 크기의 

오실레이션을 보이고 있었다. 이는 막전압의 주

기적 변화에 의해 나타난 오실레이션으로서 Na-

Ca 교환 전류는 이온 농도와 막전압 모두에 의존

적이기 때문이다. 이를 반영하듯이 모델 세포는 

세포내 이온 농도를 고정하지 않은 경우와 다름 

없이 페이스 메이커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. Na-

Ca 교환 전류가 페이스 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인 

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이온농도의 변

화 자체도 페이스 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이지는 

않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. 

다음으로 다른 모든 이온은 고정하지 않고 칼

슘 이온만 1 nM 수준에 고정한 조건에서 시뮬레

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3). 

 

 
Figure 3. 세포내 칼슘 이온만 1 nM에 고정하

였을 때의 막전압과 Na-Ca 교환 전류 

 

세포내 모든 이온을 초기값에 고정하였을 때

와 마찬가지로 모델 세포는 여전히 페이스 메이

커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, Na-Ca 교환 전류도 작

지만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. 

다음으로 다른 모든 세포내 이온은 고정하지 

않고, 근장그물내 칼슘 이온의 농도만 1nM에 고

정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

4). 

 

 

 

 
Figure 4. 근장그물내 칼슘 이온만 1 nM에 고

정하였을 때의 막전압과 Na-Ca 교환 전류 

 

이 경우에도 역시 모델 세포는 페이스 메이커 

활동을 보였으며, Na-Ca 교환 전류는 작지만 주

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. 위의 3가지 조건에

서의 결과를 근거로 세포내 칼슘 오실레이션은 

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이지는 

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. 

다음으로 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였을 때모

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

기는 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(Figure 

5). L-type Ca2+ 전류는 세포내 칼슘 이온에 의존

적으로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잘 알

려져 있어[7], 모델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

였다. 

 

 
Figure 5. Na-Ca 교환 전류의 차단이 모델 세

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과 세포내 칼슘 이온

에 미치는 영향 

 

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면 모델 세포의 페

이스 메이커 활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

그리고 세포내 칼슘 이온의 기저 수준이 점차 증

가하면서 오실레이션이 중단되었으며 근장그물

내 칼슘 이온의 오실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중단된 

것을 확인할 수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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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실레이션을 보이고 있었다. 이는 막전압의 주

기적 변화에 의해 나타난 오실레이션으로서 Na-

Ca 교환 전류는 이온 농도와 막전압 모두에 의존

적이기 때문이다. 이를 반영하듯이 모델 세포는 

세포내 이온 농도를 고정하지 않은 경우와 다름 

없이 페이스 메이커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. Na-

Ca 교환 전류가 페이스 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인 

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이온농도의 변

화 자체도 페이스 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이지는 

않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이다. 

다음으로 다른 모든 이온은 고정하지 않고 칼

슘 이온만 1 nM 수준에 고정한 조건에서 시뮬레

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3). 

 

 
Figure 3. 세포내 칼슘 이온만 1 nM에 고정하

였을 때의 막전압과 Na-Ca 교환 전류 

 

세포내 모든 이온을 초기값에 고정하였을 때

와 마찬가지로 모델 세포는 여전히 페이스 메이

커 활동을 보이고 있으며, Na-Ca 교환 전류도 작

지만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. 

다음으로 다른 모든 세포내 이온은 고정하지 

않고, 근장그물내 칼슘 이온의 농도만 1nM에 고

정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

4). 

 

 

 

 
Figure 4. 근장그물내 칼슘 이온만 1 nM에 고

정하였을 때의 막전압과 Na-Ca 교환 전류 

 

이 경우에도 역시 모델 세포는 페이스 메이커 

활동을 보였으며, Na-Ca 교환 전류는 작지만 주

기적인 변동을 보이고 있다. 위의 3가지 조건에

서의 결과를 근거로 세포내 칼슘 오실레이션은 

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필수적이지는 

않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. 

다음으로 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였을 때모

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어떤 변화가 생

기는 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다 (Figure 

5). L-type Ca2+ 전류는 세포내 칼슘 이온에 의존

적으로 비활성화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잘 알

려져 있어[7], 모델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적용하

였다. 

 

 
Figure 5. Na-Ca 교환 전류의 차단이 모델 세

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과 세포내 칼슘 이온

에 미치는 영향 

 

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면 모델 세포의 페

이스 메이커 활동이 중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

그리고 세포내 칼슘 이온의 기저 수준이 점차 증

가하면서 오실레이션이 중단되었으며 근장그물

내 칼슘 이온의 오실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중단된 

것을 확인할 수 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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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으로 Na-Ca 교환 전류를 차단하되 L-type 

Ca2+ 전류가 세포내 칼슘 이온에 의존적으로 비

활성화되는 현상은 모델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

시뮬레이션 하였다 (Figure 6). 

 

 
Figure 6. 칼슘 의존적인 비활성화 기전이 없는 

L-type Ca2+ 전류를 적용한 조건에서 Na-Ca 교

환 전류를 차단하였을 때 나타난 모델 세포의 

페이스메이커 활동과 세포내 칼슘 이온의 변

화 

 

그 결과 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은 Na-

Ca 교환 전류를 차단한 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었

는데, 다만 세포내 칼슘이온의 오실레이션은 사

라진 것을 확인하였다. 따라서 Na-Ca 교환 전류

를 차단하였을 때 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

동이 중단된 것은 세포내 칼슘 이온의 오실레이

션이 중단되어서라기보다는, 세포내 칼슘 이온의 

농도가 증가되면서 L-type Ca2+ 전류가 비활성화

되어 일어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. 

 

다음으로 Na-Ca 교환전류가 막전압에 영향을 

주지 않고 Na+, Ca2+의 이동만 일으키는 경우를 

모델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

(Figure 6). 

 

 

 

 
Figure 6. 막전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Na+, 

Ca2+의 이동만 일으키는 Na-Ca 교환전류를 적

용한 모델 세포에서의 페이스메이커 활동과 

Na-Ca 교환전류 

 

그 결과 페이스메이커 활동은 정상적으로 일

어나서 Na-Ca 교환전류는 막전압보다는 이온 유

지를 통해 세포 모델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기

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

 

 
Figure 7. Na+, Ca2+의 이동은 일으키지 않고 

막전압에만 기여하는 Na-Ca 교환전류를 적용

한 모델 세포에서의 페이스메이커 활동과 Na-

Ca 교환전류 

  

다음으로 Na+, Ca2+의 이동은 일으키지 않고 

막전압에만 기여하는 Na-Ca 교환전류를 모델 세

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(Figure 

7). 그 결과 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사

라져서 앞서 위의 결과에서 얻은 결론을 뒷받침

하고 있다.  

 

다음으로 다른 모든 leak current를 제거하고 

Na-Ca 교환전류와 L-type Ca2+ 전류만을 남겼을 

때 모델 세포의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지속되는지

를 확인하였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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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gure 8. Leak current를 모두 제거하였을 때

의 페이스메이커 활동 

 

그 결과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바로 사라져서 

페이스메이커 활동에는 Na-Ca 교환전류와 L-

type Ca2+ 전류 외에도 다른 leak 전류가 필요함

을 확인하였다 (Figure 8). 

그러나 L-type Ca2+ 전류의 density를 3배로 높

이자 Na-Ca 교환 전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전류

를 제거한 상태에서도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나타

남을 확인하였다 (Figure 9). 이는 비록 leak 전류

가 페이스메이커 활동에 필요하긴 하지만 L-type 

Ca2+통로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leak 전류 없이

도 페이스메이커 활동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

하고 있다. 

 

 
Figure 9. L-type Ca2+ 전류를 3배로 하였을 때

의 leak 전류 제거의 영향 

 

결론 

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과성 내향전류 

(repetitive transient inward current)는 근장그물

내 칼슘 이온의 오실레이션에 의해 나타나는 전

류이지만 그 자체가 페이스메이커 활동을 일으키

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.  

 

일과성 내향전류는 Na-Ca 교환전류에 의해 나

타나는 전류로서 막전압을 변화시켜 페이스메이

커 활동에 기여하기보다는 세포내 칼슘이온을 병

적으로 높게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여 L-type Ca2+
 

전류의 비활성화를 막는 방식으로 페이스메이커 

활동이 지속되는 것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.  

 

이와 같은 결론은 실제 세포를 이용한 실험으

로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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